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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수심이 약 3800 미터인 바다는 아직 80%
이상이 탐사되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지의 세계이다. 바닷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어디로 흘러가며 왜 거기로 흘러가는지, 또 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발휘하여 지구환경
이라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찾고, 그 해답을 찾아보자.
1. 바닷물의 특성에 대한 탐구
과학적인 대양 탐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그 역사가 약 150년 정도로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엄청난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바다를 탐사하는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왔다.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바닷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는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이러한 장비를 사람이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관측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00개에 가까운 Argo 플로트가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며 바닷물의 특성을 관측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인공
위성에 전송하면 육상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전세계 바닷물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2021년 1월 21일자로 3882개의 Argo 플로트가 전세계 바다를
떠다니며 바닷물의 특성을 관측하고 있다

2. 바다의 운동에 대한 탐구
바다의 표층과 상층 순환은 대부분 바람에 의한 것이지만 큰 규모로 일어나는 밀도차
에 의한 순환도 있다. 고위도 해역에서 표층 바닷물의 온도가 아주 낮아지거나 해빙이
생성되면서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무거워진 바닷물이 가라앉아 깊은
바다에서 퍼져 나가게 된다. 이처럼 바닷물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는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바닷물의 특성과 운동이 미치는 영향(예: 엘니뇨와 참치)
참치의 한 종류인 가다랑어는 열대 서태평양에 있는 많은 도서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
역에서 특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것은 가다랑어가 열대 서태평양에 분포하는 따뜻한
해수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상층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때 열대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는 동쪽으로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엘니뇨
시기에 일어나는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 국가별 가다랑어 어획량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해당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바다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기후변화 환경에서 바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탐구해야할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4. 기후변화와 바다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중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에 쌓이는 에너지의 약 90%
가 바다로 흡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 바다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해빙이 줄어들고,
해수면 높이가 증가하는 등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영향이 해역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어 왔다. 이처럼 미래 바다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UN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바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 과학의 힘이 필요
하다는 인식에서 2021-2030년을 해양과학 10년으로 정하였다. 전세계 과학자들이 미래
바다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탐구에 여러분들도 동참해보기를 기대한다.

